
등록특허  10-0454546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G01R 1/073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11월03일

10-0454546

2004년10월18일

(21) 출원번호 10-2000-0059667 (65) 공개번호 10-2001-0070133

(22) 출원일자 2000년10월11일 (43) 공개일자 2001년07월25일

(30) 우선권주장 09415913 1999년10월12일 미국(US)

(73) 특허권자 가부시키가이샤 어드밴티스트

일본국 도쿄도 네리마구 아사히쵸 1쵸메 32반1고

(72) 발명자 커리씨오도에이.

미국60625일리노이주시카고넘버1더블유.커탤퍼2454

프레임제임스더블유.

미국60615일리노이주시카고이스트피프티쓰스트리트에이피티.8엠1645

(74) 대리인 장수길

구영창

심사관 : 전상현

(54) 실리콘 핑거 콘택터를 구비한 콘택트 구조물과 이를이용한 토탈 스택-업 구조물

요약

주파수 대역폭, 콘택트 피치, 신뢰성 및 단가 등이 개선된 콘택트로 콘택트 타겟과의 전기적 접속을 설정하기 위한 콘

택트 구조물을 제공한다. 콘택트 구조물은 콘택트 기판 상에 실장된 복수개의 핑거형 콘택터(finger like contactor)

로 형성된다. 각각의 콘택터는, 경사진 지지부를 갖는 실리콘 베이스와, 실리콘 베이스 상에 형성되며 경사 지지부로

부터 돌출된 절연층과, 절연층 상에 형성된 도전성 재료의 도전층을 포함하며, 절연층과 도전층에 의해 빔 부분이 형

성되며, 빔 부분은, 빔 부분의 첨단부가 콘택트 타겟에 대해 프레싱될 때 접촉력을 제공하기 위해 빔 부분의 횡방향으

로 탄성력을 발생시킨다. 콘택터를 콘택트 기판의 표면에 접착시키기 위해 접착제를 도포한다.

대표도

도 9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판 핸들러와, 테스트 헤드를 갖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 사이의 구조적 관계의 개략도,

도 2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의 테스트 헤드를 기판 핸들러에 접속시키기 위한 상세 구조물의 일례의 개략도,

도 3은 복수개의 캔틸레버를 프로브 콘택터로서 실장하기 위한 에폭시 링을 갖는 프로브 카드의 일례의 저면도,

도 4의 (a)-(e)는 도 3의 프로브 카드의 등가 회로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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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반도체 제조공정을 통해 제작된 본 발명의 빔형 (실리콘 핑거) 콘택터를 실장하는 프로브 카드의 콘택트 구조

물과, 콘택트 타겟을 갖는 반도체 웨이퍼의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빔형 콘택터를 갖는 도 5의 콘택트 구조물의 저면도의 개략도,

도 7은 4방향에서 콘택터 어레이를 갖는 본 발명의 콘택트 구조물의 다른 예의 저면도의 개략도,

도 8a는 빔형 콘택터를 실장하기 위해 접착제를 도포하는 일례를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콘택트 구조물의 단면

도,

도 8b는 도 8a의 콘택트 구조물의 저면도,

도 9는 본 발명의 콘택트 구조물을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와 도 2의 테스트 헤드 사이에 인터페이스로서 사용

하는 토탈 스택-업 구조물의 일례의 단면도,

도 10a는 도 9의 스택-업 구조물에 사용된 도전성 엘라스토머의 일례의 평면도,

도 10b는 도 10a의 도전성 엘라스토머의 단면도,

도 11a-11d는 본 발명의 콘택트 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해 빔형 (실리콘 핑거) 콘택터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의 일례의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콘택트 구조물

20 : 콘택트 기판

22 : 전극

23 : 비아 홀

24 : 상호접속 트레이스

28 : 땜납 볼

30 : 콘택터

31 : 구형 콘택트

33 : 접착제

35 : 도전층

40 : 베이스

43 : 에칭 영역

48 : 보론 도핑형 층

52 : 절연층

54 : 실리콘 디옥사이드 층

56 : 에칭 윈도우

62 1 ,62 2 : 경사부

100 : 테스트 헤드

110 : 케이블 묶음

120 : 퍼포먼스 보드

121 : 콘택트 단자

124 : 동축 케이블

130 : 프로그 링

140 : 인터페이스 콤포넌트

141 : 콘택트 핀

150 : 인쇄회로기판

160 : 코넥터

170 : 프로브 카드

180 : 척

190 : 프로브 콘택터

193,195 : 캐패시터

194 : 와이어

196 : 스트립 라인

197 : 전극

240 : 동축 케이블

250 : 도전성 엘라스토머

252 : 금속 필라멘트

260 : 프로브 카드

262,265 : 전극

263 : 상호접속 트레이스

300 : 반도체 웨이퍼

320 : 콘택트 타겟

400 : 기판 핸들러

510 : 구동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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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회로 또는 디바이스의 패드, 전극 또는 리드와 같은 콘택트 타겟과의 전기적 접속을 설정하기 위한 콘

택트 구조물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웨이퍼, 패키지화된 반도체 디바이스, IC 칩, 인쇄회로기판 등의 고속, 고주

파수 범위, 고밀도 및 고품질로 테스트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어셈블리(interface assembly)로서 사용되는, 빔형(실리

콘 핑거(finger)) 콘택터가 형성되는 콘택트 구조물과, 이 콘택트 구조물을 이용한 토탈 스택-업(total stack-up) 구

조물에 관한 것이다.

LSI 및 VLSI 회로와 같은 고밀도 및 고속 전기 디바이스를 테스트함에 있어서, 프로브 콘택터(probe contactor)와 

같은 고성능 콘택트 구조물을 테스트 시스템과 테스트할 디바이스 사이에 인터페이스 어셈블리를 형성하는데 사용해

야 한다. 본 발명의 콘택트 구조물은 반도체 웨이퍼와 다이의 번-인(burn-in) 테스트와 같은 테스트 용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패키징된 반도체 디바이스, 인쇄회로기판 등의 테스트 및 번-인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특징부는 또한 I

C 리드, IC 패키징 및 기타 전기 접속부를 포함한 보다 일반적인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간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대해 주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를 참조로 하여 설명한다.

테스트할 반도체 디바이스가 반도체 웨이퍼 형태인 경우에, IC 테스터와 같은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은 통상, 자동 웨

이퍼 프로버와 같은 기판 핸들러(handler)에 접속되어 반도체 웨이퍼를 자동 테스트한다. 도 1은 이러한 예를 도시한 

것으로서,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은 통상 별도의 하우징에 위치하면서 한 묶음의 케이블(110)을 통해 테스트 시스템의

주 프레임에 전기 접속되어 있는 테스트 헤드(100)를 갖고 있다. 테스트 헤드(100)와 기판 핸들러(400)는 예로서 모

터(510)에 의해 구동되는 조작기(500)에 의해 서로 기계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테스트될 반도체 웨이퍼는 기판 핸들러(400)에 의해 테스트 헤드(100)의 테스트 위치에 자동 배치된다. 테스트 중인 

반도체 웨이퍼 상에서 IC 회로로부터의 최종 출력(응답) 신호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여기서 반도체 

웨이퍼 상의 IC 회로가 정상적 기능인지 아닌지 판정하기 위해 예상 데이터와 비교된다.

도 2는 반도체 웨이퍼의 테스트 시의 기판 핸들러(400, 웨이퍼 프로버), 테스트 헤드(100) 및 인터페이스 어셈블리(1

40)의 구조를 상세히 도시한 것이다. 테스트 헤드(100)와 기판 핸들러(400)는 퍼포먼스 보드, 포고-핀 블록(pogo-pi

n block), 프로브 카드 및 기타 콤포넌트로 구성되는 인터페이스 어셈블리(140)와 접속되어 있다. 도 2의 퍼포먼스 보

드(120)는 테스트 헤드의 전기 풋프린트(electrical footprint), 동축 케이블, 포고-핀 및 접속부에 독특한 전기회로 

접속을 이루는 인쇄회로기판이다.

테스트 헤드(100)는 테스트 채널 또는 테스트 핀의 수에 상당하는 다수의 인쇄회로기판(150)을 포함한다. 각각의 인

쇄회로기판은 퍼포먼스 보드(120)의 대응 콘택트 단자(121)를 수납하기 위한 코넥터(160)를 포함한다. '프로그(frog)

' 링(포고-핀 블록)(130)은 퍼포먼스 보드(120)에 실장되어 기판 핸들러(400)에 대한 콘택트 위치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프로그 링(130)은 동축 케이블(124)을 통해 퍼포먼스 보드(120) 상의 콘택트 단자(121)에 접속된 

ZIF 코넥터 또는 포고-핀과 같은 콘택트 핀(141)을 다수 포함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테스트 헤드(100)는 기판 핸들러(400)상에 위치하며, 인터페이스 어셈블리(140)를 통해 기

판 핸들러에 기계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테스트될 반도체 웨이퍼(300)는 기판 핸들러(400)내에서 척(chuck,180

)에 실장된다. 프로브 카드(170)는 테스트될 반도체 웨이퍼(300) 상에 위치한다. 프로브 카드(170)는 테스트 중인 반

도체 웨이퍼(300)의 IC 회로에서 회로단자나 콘택트 타겟과 접촉하기 위한 캔틸레버(cantilever) 또는 니들(needle)

과 같은 프로브 콘택터 또는 콘택터(190)를 다수 포함한다.

프로브 카드(170)의 전기 단자 또는 콘택트 소켓은 프로그 링(130) 상에 제공된 콘택트 핀(141)에 전기 접속되어 있

다. 콘택트 핀(141)은 또한 동축 케이블(124)을 통해 퍼포먼스 보드(120)의 콘택트 단자(121)에 접속되고, 콘택트 단

자(121)의 각각은 테스트 헤드(100)의 인쇄회로기판(150)에 접속된다. 인쇄회로기판(150)은 또한 수백개의 내부 케

이블로 이루어진 케이블을 통해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 접속된다.

이러한 구성 하에서, 프로브 콘택터(190)는 척(180) 상의 반도체 웨이퍼(300)의 표면에 접촉하여 테스트 신호를 반

도체 웨이퍼(300)에 인가하고, 최종 출력 신호를 반도체 웨이퍼(300)로부터 수신한다. 테스트 중인 반도체 웨이퍼(30

0)로부터의 최종 출력신호는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예상 데이터와 비교되어 반도체 웨이퍼(300)가 정

상적으로 성능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판정된다.

도 3은 도 2의 통상적인 프로브 카드(170)의 저면도이다. 이 예에서, 프로브 카드(170)는 에폭시 링을 가지며, 그 위

에 소위 캔틸레버 또는 니들이라 불리는 복수개의 프로브 콘택터(190)가 실장되어 있다. 반도체 웨이퍼(300)를 실장

한 반도체 웨이퍼 프로버(400) 내의 척(180)이 도 2에서 상향으로 이동하면, 캔틸레버(190)의 첨단은 웨이퍼(300) 

상의 패드 또는 범프(bump)와 접촉하게 된다. 캔틸레버(190)의 단부는 프로브 카드(170)에 형성된 전송 라인(도시하

지 않음)에 접속된 와이어(194)에 접속되고, 전송 라인은 도 2의 포고-핀(141)에 접촉되는 복수개의 전극(197)에 접

속된다.

프로브 카드(170)는 전형적으로 접지 평면, 전력 평면 및 신호전송 라인을 갖는 다층 폴리이미드 기판으로 수년 동안 

구성되어 왔다. 당업자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각각의 신호전송 라인은 폴리이미드의 예를 들면 유전 상수와 투자율, 

프로브 카드(170) 내의 신호통로의 인덕턴스 및 캐패시턴스와 같은 파라메터의 평형을 잡음으로써 50ohms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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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임피던스를 갖도록 디자인된다. 따라서 신호전송 라인은 웨이퍼(300)에 대해 고주파수 전송 대역폭을 설정하는 

임피던스 정합된 라인으로서 정상 상태에서 일정한 전류를 공급할 뿐 아니라 과도 상태에서 디바이스의 출력전환시

에 발생하는 큰 피크의 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 캐패시터(193,195)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력 평면과 접지 평

면 사이에서 프로브 카드(170) 상에 제공되어 있다.

도 4에 되시된 프로브 카드(170)의 등가 회로는 종래의 프로브 카드 기술에서 고주파수 성능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도 4의 (a) 및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브 카드(170) 상에서 신호전송 라인은 전극(197)으로부터 스트립

라인(196, 임피던스 정합 라인), 와이어(194) 및 니들 또는 캔틸레버(190, 콘택트 구조물)로 연장되어 있다. 도 4의 (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와이어(194)와 니들(190)은 임피던스 정합이 아니기 때문에, 고주파수 대역에서 이 부분은 인

덕터(L)로서 작용한다. 와이어(194)와 니들(190)의 전체 길이는 약 20 내지 30mm이므로,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의 

고주파수 성능의 테스트 시에 인덕터로부터 상당한 제한이 초래된다.

프로브 카드(170)에서 주파수 대역폭을 제한하는 다른 인자는 도 4의 (d) 및 (e)에 도시된 전력 및 접지 니들에 있다. 

전력 라인이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에 충분한 크기의 전류를 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디바이스의 테스트 시에 작동 대

역폭을 심각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 4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일련의 접속 와이어(

194)와 니들(190) 뿐 아니라 도 4의 (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력과 신호를 접지하기 위한 일련의 접속 와이어(194)

와 니들(190)이 인덕터에 상당하기 때문에, 고속 전류 흐름이 심각하게 방해받게 된다.

또한 캐패시터(193, 195)가 전력 라인과 접지 라인 사이에 제공되어 전력 라인 상의 노이즈 또는 서지 펄스(surge pu

lse)를 제거함으로써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의 제성능을 보장해준다. 캐패시터(193)는 10㎌와 같은 비교적 큰 값을 가

지며, 필요시에 절환에 의해 전력 라인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캐패시터(195)는 0.01㎌와 같이 비교적 작은 값을 가

지며, DUT(테스트 중인 디바이스)에 근접하여 고정적으로 접속된다. 이러한 캐패시터는 전력 라인 상에서 고주파수 

제거 작용을 한다. 환언하면, 캐패시터는 프로브 콘택터의 고주파수 성능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상기한 바와 같은 프로브 콘택터는 최근의 반도체 디바이스를 테스트하는 데에는 불충분

한 약 200㎒의 주파수 대역폭으로 제한된다. 당업계에서는 현재 1㎓ 이상인 테스터 성능에 대등한 주파수 대역폭이 

근자에 필요할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 또한 당업계에서는 특히 테스트 처리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브 카드가 다수

의 반도체 디바이스, 예를 들어 32개 이상의 메모리를 병렬로 동시에 취급할 수 있을 것을 바라고 있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종래의 기술의 프로브 카드 또는 프로브 콘택터는 수공 제작되어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 여

기에는 사이즈, 주파수 대역폭, 접촉력 및 저항 등의 변동이 포함된다. 종래의 프로브 콘택터에 있어서, 콘택트 성능을

신뢰성 없게 만드는 다른 요인은 테스트 중인 반도체 웨이퍼와 프로브 콘택터가 서로 다른 온도 팽창율을 갖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변동하는 온도 하에서 변경되는 콘택트 위치는 접촉력, 콘택트 저항 및 주파수 대역폭에 악영향을 미

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높은 주파수 대역폭, 높은 핀 카운트(pin count) 및 높은 콘택트 성능 뿐 아니라 높은 신뢰성을 얻도

록 전기적 통신을 설정하기 위하여 콘택트 타겟과의 전기적 접촉을 위한 콘택트 구조물과 이를 이용한 인터페이스 어

셈블리(interface assembly)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매우 높은 주파수 대역폭을 갖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테스트함에 있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서의 테스트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전기접속을 형성하기 위한 콘택트 구조물과 토탈 스택-업(total stack-up) 구조물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반도체 디바이스를 테스트함에 있어서 다수의 반도체 디바이스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테스

트하는데 적합하도록 전기 접속이 설정되는 콘택트 구조물과 이를 구비한 인터페이스 어셈블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반도체 디바이스를 테스트함에 있어서 테스트 중인 반도체 웨이퍼의 온도 팽창계수를 보상

할 수 있는 전기접속이 설정되는 콘택트 구조물과 이를 갖는 인터페이스 어셈블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 콘택트 타겟과의 전기접속을 이루기 위한 콘택트 구조물은 반도체 제조공정을 통해 생산된다. 콘택트 구

조물은 반도체 웨이퍼, 패키지화된 LSI 또는 인쇄회로기판(테스트 중인 디바이스)을 테스트하는데 특히 유용한데, 다

수의 실리콘 핑거 콘택터(silicon finger contactor)가 예로서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통해 형성되며, 실리콘이나 세

라믹 기판의 표면에 실장된다.

콘택트 타겟과 전기접속을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의 콘택트 구조물은 다음을 포함한다.

콘택터의 첨단부가 콘택트 타겟에 대해 프레싱될 때 탄성력을 일으키는 콘택트 빔을 각각 갖는 복수개의 콘택터-상

기에서 각각의 콘택터는,

콘택터를 예정된 방향으로 실장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경사진

부분을 갖는 실리콘 베이스와,

콘택트 빔을 서로 전기 절연시키기 위한 절연층과, 그리고

절연층 상에 형성되어 절연층과 함께 콘택트 빔을 구성하는 도전 성 재료로 된 도전층을 포함함-;

복수개의 콘택터를 실장하기 위한 콘택트 기판-상기에서 콘택트 기판은 실리콘 베이스를 예정된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한 접착용 평면을 가짐-;

복수개의 콘택터를 콘택트 기판의 평면에 접착하기 위한 접착제; 그리고

외부 콤포넌트와의 전기적 통신을 위한 신호통로를 형성하기 위해 콘택트 기판 상에 제공되어 콘택터에 각각 접속되

는 복수개의 트레이스(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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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콘택트 구조물에 있어서, 접착제는 복수개의 콘택터의 양면에 도포한다. 바람직하게는 접착제를 복수개의 

콘택터의 양면 뿐 아니라 콘택트 기판의 평면과 각각의 콘택터의 실리콘 베이스에 의해 형성된 전후방 모서리에도 도

포하는 것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접착제를 복수개의 콘택터의 양면과, 콘택트 기판의 평면과 각각의 콘택터의 실리

콘 베이스에 의해 형성된 전후방 모서리와, 그리고 각각의 콘택터의 저면에 도포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은 콘택트 타겟과 전기접속을 이루고 또 콘택트 타겟과 테스트 장비 사이를 인터페이싱하기 위한

콘택트 어셈블리이다. 콘택트 어셈블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콘택트 기판 상에 예정된 방향으로 실장되어 있으며, 콘택터의 첨단부가 콘택트 타겟에 대해 프레싱될 때 탄성력을 

일으키는 콘택트 빔을 각각 갖는 복수개의 콘택터를 포함하는 콘택트 구조물-상기에서 각각의 콘택터는

적어도 하나의 경사진 부분을 갖는 실리콘 베이스와,

콘택트 빔을 서로 전기 절연시키기 위한 절연층과,

절연층 상에 형성되어 절연층과 함께 콘택트 빔을 구성하는 도전 성 재료로 된 도전층과, 그리고

콘택트 기판 상에 제공되며, 콘택터에 각각 접속되는 복수개의 전

극을 포함함-;

콘택트 구조물 상에 제공되며, 탄성 시트의 수평면에 직각인 방향으로 다수의 금속 와이어를 갖는 탄성 시트로 형성

되는 도전성 엘라스토머 시트(elastomer sheet);

도전성 엘라스토머 시트 상에 위치하고, 그 저면에 상기 도전성 엘라스토머 시트를 통해 상기 콘택트 구조물의 전극

들과 전기적 통신을 이루기 위한 하부전극을 구비하고, 그 상면에 상호접속 트레이스를 통해 상기 하부전극에 접속된

상부전극을 구비하는 프로브 카드(probe card); 그리고

프로브 카드 상에 위치하고, 프로브 카드의 상부전극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복수개의 탄성 콘택트 핀을 구비하여 테스

트 장비와 관련된 외부 콤포넌트와 프로브 카드 사이에 전기적 통신을 이루는 핀 블록(pin block).

본 발명에 따르면, 콘택트 구조물은 매우 높은 주파수 대역폭을 가져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서의 테스트 요건을 만

족시킬 수 있다. 콘택트 구조물은 현대의 반도체 제조공정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다수의 콘택터를 작은 간격으로 

정렬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반도체 디바이스를 동시에 테스트하는데 적합하다.

다수의 콘택터를 수공처리하지 않고 마이크로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기판에 동시에 제작하기 때문에, 콘택트 성능에 

있어서 품질의 균일성, 높은 신뢰성 및 긴 수명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콘택터를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와 동일한 재료로

제조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의 온도 팽창계수를 보상할 수 있으므로 위치상 에러를 피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콘택트 구조물을 도 5-11을 참조로 하여 설명한다. 도 5는 반도체 제조공정을 통해 제조된 본 발명의 빔형

(실리콘 핑거) 콘택터(30)를 갖는 콘택트 구조물(10)의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콘택트 구조물(10)은 기본적으로 콘택

트기판(20)과 실리콘 핑거 콘택터(30)로 형성된다. 콘택트 구조물(10)은, 콘택터(30)가 타겟에 대해 프레싱될 때 반

도체 웨이퍼(300)와 전기접속을 이루도록, 테스트할 반도체 웨이퍼(300) 상의 콘택트 패드(320)와 같은 콘택트 타겟 

상에 위치한다. 도 5에는 단지 두 개의 콘택터(30)만이 도시되어 있지만,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와 같은 실제 용도에서

는, 다수의 콘택터(30)를 콘택트 기판(20)에 정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수의 콘택터는 포토리소그래피 프로세스와 같은 동일한 반도체 제조공정을 통해 실리콘 기판 상에 제조

되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콘택트 기판(20) 상에 실장된다. 콘택트 패드(320)간의 피치는 50㎛ 또는 그 이하로 작은

데, 콘택트 기판(20) 상의 콘택터(30)는 웨이퍼(300)와 동일한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동일한 피치로 

정렬될 수 있다.

실리콘 핑거 콘택터(30)는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콘택트 기판(20) 상에 직접 실장되어, 도 2의 프로브 카

드(probe card,170)로서 사용될 수 있는 콘택트 구조물을 형성하거나, 또는 리드를 갖는 전통적 IC 패키지와 같은 패

키지로 몰딩되어, 이 패키지가 프로브 카드상에 실장되거나 다른 기판과 상호접속된다. 실리콘 핑거 콘택터(30)는 매

우 작은 사이즈로 제조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의 콘택터를 실장하는 프로브 카드 또는 콘택트 구조물의 작동 가능

한 주파수 영역을 2㎓ 또는 그 이상으로 용이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작은 사이즈로 인하여, 프로브 카드 상의 콘택터

의 수는 예로서 2000개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32 또는 그 이상의 메모리 디바이스를 동시에 

병렬로 테스트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본 발명의 콘택트 구조물은 전형적으로 실리콘 기판인 콘택트 기판(20) 상에 실장된 콘택터(30)로 형성되기 때

문에, 실리콘 기판의 온도 팽창율과 같은 환경적 변화가 테스트 중인 반도체 웨이퍼(300)의 그러한 변화와 동일하다. 

따라서 콘택터(30)와 콘택트 타겟(320)간의 정확한 위치가 테스트 중에 유지될 수 있다.

도 5에서, 각각의 콘택터(30)는 핑거(빔)형 형상의 도전층(35)을 갖고 있다. 콘택터(30)는 또한 콘택트 기판(20)에 부

착되어 있는 베이스(40)를 갖고 있다. 상호접속 트레이스(trace,24)는 콘택트 기판(20)의 저부에서 도전층(35)에 접

속되어 있다. 상호접속 트레이스(24)와 도전층(35) 사이의 이러한 접속은 예를 들어 땜납 볼(28)에 의해 이루어진다. 

콘택트 기판(20)은 또한 비아 홀(via hole, 23)과 전극(22)을 포함한다. 전극(22)은 콘택트 기판(20)을 와이어나 도전

성 엘라스토머를 통해 포고-핀 블록(pogo-pin block)이나 IC 패키지와 같은 외부 구조물에 상호접속시킨다.

따라서 반도체 웨이퍼(300)가 상향 이동하면, 실리콘 핑거 콘택터(30)와 웨이퍼(300) 상의 콘택트 타겟(320)이 서로 

기계 전기적으로 접촉하게 된다. 여기서 콘택트 타겟(320)으로부터 콘택트 기판(20) 상의 전극(22)으로 신호통로가 

설정된다. 상호접속 트레이스(24), 비아 홀(23) 및 전극(22)은 콘택터(30)의 작은 피치를 큰 피치로 부채꼴로 펼쳐서 

포고-핀 블록이나 IC 패키지와 같은 외부 구조물에 맞추는 기능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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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핑거 콘택터(30)의 빔형 형상의 탄성력으로 인하여, 도전층(35)의 단부는 반도체 웨이퍼(300)가 콘택트 기판(

20)에 대해 프레싱될 때 충분한 접촉력을 일으킨다. 도전층(35)의 단부는 콘택트 타겟(320)에 대해 프레싱될 때 스크

러빙 효과(scrubbing effect)에 의해 금속-산화물 층을 통과하여 도전 재료에 도달하도록 뾰족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반도체 웨이퍼(300) 상의 타겟(320)이, 예를 들어, 그 표면에 알루미늄 산화물을 갖고 있는 경우에, 스크러빙 효과는 

낮은 콘택트 저항으로 전기접속을 이루는데 필요하다. 콘택터(30)의 빔형 형상에서 유도된 탄성력은 콘택트 타겟(32

0)에 대해 적당한 접촉력을 부여한다. 실리콘 핑거 콘택터(30)의 탄성력에 의해 발생한 탄성은 또한 콘택트 기판(20),

콘택트 타겟(320) 및 웨이퍼(300) 뿐 아니라 콘택터(30)의 사이즈 또는 평면도(평판도)를 보상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

도전층(35)의 재료의 예로는 니켈, 알루미늄, 구리, 니켈 팔라듐, 로듐, 니켈-금, 이리듐 또는 기타 다수의 피착 가능

한 재료가 있다. 반도체 테스트 용도를 위한 실리콘 핑거 콘택터(30)의 사이즈의 예로는 전체 높이가 100-500㎛이고

, 수평 길이가 100-600㎛이며, 그리고 50㎛ 또는 그 이상인 콘택트 타겟(320)간의 피치에 대해 폭이 30-50㎛이다.

도 6은 복수개의 실리콘 핑거 콘택터(30)를 갖는 도 5의 콘택트 기판(20)의 저면도이다. 실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수

백개 또는 수천개에 달하는 대량의 콘택터가 도 6에 도시된 방식으로 정렬될 것이다. 상호접속 트레이스(24)는 콘택

터(30)의 피치를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아 홀(23)과 전극(22)의 피치로 확장시킨다. 접착제(33)는 기판(20)과 

콘택터(30)의 베이스(40) 사이의 접촉점(콘택터(30)의 안쪽영역)에 제공된다. 접착제(33)는 또한 콘택터(30) 세트의 

측면(도 6에서 콘택터(30)의 상부와 저부)에 또한 제공된다. 접착제(33)의 예로는 에폭시, 폴리이미드 및 실리콘과 같

은 열경화성 수지와, 아크릴, 나일론, 페녹시 및 올레핀과 같은 열가소성 수지와, 그리고 UV 경화성 접착제가 있다.

도 7은 콘택터(30)가 4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예의 저면도이다. 도 5 및 6의 예와 유사하게 각각

의 콘택터(30)는 도전층(35)과, 콘택트 기판(20)에 부착되어 있는 베이스(40)를 갖고 있다. 상호접속 트레이스(24)는

콘택트 기판(20)의 저부에서 도전층(35)에 접속되어 있다. 상호접속 트레이스(24)와 도전층(35)은 예로서 땜납 볼(2

8)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콘택트 기판(20)은 또한 비아 홀(23)과 전극(22)을 포함한다. 전극(22)은 콘택트 기판(20)

을 와이어 또는 도전성 엘라스토머를 통해 포고-핀 블록이나 IC 패키지와 같은 외부 구조물에 접속시킨다.

실리콘 핑거 콘택터(30)는 매우 작은 사이즈로 제조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의 콘택터를 실장하는 콘택트 구조물의

작동 가능한 주파수 영역을 2㎓ 또는 그 이상으로 용이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작은 사이즈로 인하여, 프로브 카드 상

의 콘택터의 수는 예를 들어 2000개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는데, 이것은 32 또는 그 이상의 메모리 디바이스

를 동시에 병렬로 테스트할 수 있게 해준다.

도 8a 및 8b는 본 발명의 콘택트 구조물의 또 다른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8a는 콘택트 구조물의 단면도이고, 도 8b

는 도 8a의 콘택트 구조물의 저면도이다. 도 5 및 6과 유사하게, 콘택트 기판 상에는 실리콘 핑거 콘택터(30)가 실장

되어 있다. 실제 용도에 있어서는, 수백개 또는 수천개에 달하는 대량의 콘택터가 도 6, 7 또는 8b에 도시된 방식으로 

정렬될 것이다. 상호접속 트레이스(24)는 콘택터(30)의 피치를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아 홀(23)과 전극(22)의 

피치로 확장시킨다.

접착제(33)는 콘택터(30)의 베이스(40)와 기판(20) 사이의 전후방 접촉점(콘택터(30)의 내부 및 외부 영역)에 제공된

다. 접착제(33)는 또한 콘택터(30) 세트의 측면(도 8b에서 콘택터(30) 세트의 상부와 저부)에 제공된다. 접착제(33)는

또한 콘택터(30)의 저부에, 즉 도 8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콘택트 기판(20)의 평면과 베이스(40) 사이에 제공된다. 전

술한 바와 같이, 접착제의 예로는 열 경화성 접착제와 UV 경화성 접착제가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콘택트 구조물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어셈블리(interface assembly)를 형성하는 토탈 스택-업(total

stack-up) 구조물의 일례의 단면도이다. 인터페이스 어셈블리는 테스트 중인 반도체 디바이스와 도 2의 테스트 헤드

사이의 인터페이스로서 사용될 것이다. 이 예에서, 인터페이스 어셈블리는 도전성 엘라스토머(250), 경로선택판(rout

ing board,260, 프로브 카드) 및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콘택트 구조물(10) 상에 제공된 포고-핀 블록(130, 프로그 

링)을 포함한다.

도전성 엘라스토머(250), 경로선택판(260, 프로브 카드) 및 포고-핀 블록(130)은 서로 기계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

다. 즉, 콘택터(30)의 첨단부로부터 도 2의 케이블(24)과 퍼포먼스 보드(120)를 통해 테스트 헤드(100)로 전기통로가

형성된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 웨이퍼(300)와 인터페이스 어셈블리가 서로에 대해 프레싱되면, 전기적 통신이 테스트

증인 디바이스(웨이퍼(300) 상의 콘택트 패드(320))와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 사이에 이루어진다.

포고-핀 블록(130, 프로그 링)은 프로브 카드(260)와 퍼포먼스 보드(120) 사이를 인터페이싱하기 위해 다수의 포고-

핀을 갖는 도 2에 도시된 것과 동등하다. 포고-핀의 상단부에는 동축 케이블과 같은 케이블(140)이 신호를 퍼포먼스 

보드(120)를 통해 도 2의 테스트 해드(100)에 있는 인쇄회로기판(150, 핀 전자 카드)으로 보낸다. 프로브 카드(260)

는 상하면에 다수의 콘택트 패드 또는 전극(262,265)을 갖고 있다. 전극(262,265)은 상호접속 트레이스(263)를 통해

접속되어 콘택트 구조물의 피치를 부채꼴로 펼쳐서 포고-핀 블록(130)에서의 포고-핀의 피치에 부합시킨다.

도전성 엘라스토머(250)는 콘택트 구조물(10)과 프로브 카드(260) 사이에 제공된다. 도전성 엘라스토머(250)는 콘택

트 구조물의 전극(22)과 프로브 카드의 전극(262) 사이의 전기적 통신을 그 사이의 수직 갭 또는 평면화를 보상함으

로써 보증한다. 도전성 엘라스토머(250)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수의 도전성 와이어를 수직 방향으로 갖는 탄성 시

트이다.

도 9의 콘택트 구조물(10)은 전극(22) 상과, 콘택터(30)의 도전층(35)의 첨단부에 각각 구형 콘택트(31)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형 콘택트는 표면 구조물과 관련 콤포넌트의 사이즈에 따라 편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구형 콘택트는 특히 콘

택터의 첨단부에 비교적 날카로운 접촉점을 설정하는데 사용할 때 효과적이다. 이러한 예리한 접촉점은 콘택트 패드(

320)의 표면에 대해 프레싱할 때 스크러빙 효과를 발생시킨다. 전극(22) 상의 구형 콘택트(31)는 전극(22)이 도전성 

엘라스토머(250)와 완전한 접촉을 유지하는데 불충분한 두께를 갖고 있을 때 유용할 수 있다. 즉 구형 콘택트(3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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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22)이 도전성 엘라스토머(250)와 완전한 접촉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두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할 것이

다.

구형 콘택트(31)는 직경이 40㎛인 단단한 콘택트 볼로서, 그 재질은 예로서 텅스텐이나 경금속으로 코팅된 유리이다.

구형 콘택트(31)의 다른 예는 니켈, 베릴륨, 알루미늄, 구리, 니켈-코발트-철 합금 또는 철-니켈 합금과 같은 경금속

으로 만들어진 볼 형상의 콘택트이다. 구형 콘택트(31)는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은 니켈, 알루미늄, 구리 또는 기타 합금

과 같은 기본 금속에 금, 은, 니켈 팔라듐, 로듐, 니켈-금, 또는 이리듐과 같은 고도전성, 비산화성 금속으로 도금하여 

만들 수 있다. 구형 콘택트(31)는 납땜, 경납땜, 용접 또는 도전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전극(22)에 부착한다. 구형 콘택

트(31)의 형상은 비구형부를 전극(22)에 부착할 수 있도록 반구형일 수 있다.

도 10a는 도 9의 스택-업 구조물에 사용된 도전성 엘라스토머(250)의 일례의 평면도이고, 도 10b는 도 10a의 도전

성 엘라스토머의 단면도이다. 이 예에서, 도전성 엘라스토머(250)는 실리콘 고무 시트와 다수의 금속 필라멘트(252)

의 열로 이루 어져 있다. 금속 필라멘트(252, 와이어)는 도 9의 수직방향, 즉 도전성 엘라스토머(250)의 수평 시트에 

대해 수직으로 제공된다. 금속 필라멘트 사이의 피치의 예는 0.2㎜ 두께의 실리콘 고무 시트에 대해 0.05㎜이다. 이와

같은 도전성 엘라스토머는 일본국의 신 에츠 폴리머 주식회사에서 생산되어 시장에서 구할 수 있다.

도 11a-11d는 본 발명의 콘택터(30)를 제조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일례의 단면도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제조 

프로세스와 이의 수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과 동일한 양수인 소유인 미국 특허출원 제 09/222,176

호에 기재되어 있다. 이 프로세스에서, 도 11d에 도시된 콘택터는 콘택트 구조물의 베이스 상에 두 개의 경사진(각도

진) 부분(62 1 ,62 2 )을 갖도록 형성된다. 경사부(62 2 )는 도 5 및 8a에 도시된 방식으로 콘택터를 콘택트 기판(20)

의 평면에 실장하는데 사용된다.

도 11a에서 보론 도핑형 층(48)이 실리콘 기판(40) 상에 형성되어 있는데, 특정(에칭된) 영역(43)은 보론으로 도핑되

지 않도록 한정된다. 실리콘 디옥사이드(SiO 2 )와 같은 유전체 층(52)은 보론 도핑형 층(48) 상에 제공되어 절연층을

이룬다. 실리콘 디옥사이드(SiO 2 ) 층(54)은 또한 실리콘 기판(40)의 저부에 에칭 마스크로서 제공된다. 에칭 윈도

우(56)는 비등방성 에칭을 위해 포토리소그래피 프로세스(비도시)에 의해 기판(40)의 양측면에 한정된다.

비등방성 에칭 프로세스는 실리콘 기판(40) 상에서 실행되어 도 1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기판(40)의 결정면(

111)을 따라 경사진 부분(62 1 ,62 2 )을 만든다. 경사각은 실리콘 기판(40)의 저면에 대해 54.7。이다. 이와는 달리 

경사부(62 2 )를 상기한 에칭 프로세스보다는 실리콘 기판(40)을 다이싱(dicing)하여 형성할 수 있다. 특정 영역(43)

은 보론으로 도핑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실리콘 기판은 에칭으로 제거되어 실리콘 기판(40)의 양측면에 핑

거(코움,comb)형 구조물(실리콘 핑거 콘택터)을 남긴다. 도 11c에서는 포토리소그래피 프로세스를 다시 실행하여 포

토레지스트 층(비도시)을 형성하여 도전층(35)을 도금공정을 통해 형성한다. 결과적인 실리콘 핑거 콘택터(30)는 도 

11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당한 형상으로 절단한다.

본 발명에 따라서, 콘택트 구조물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테스트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매우 높은 주파수 대역폭

을 갖는다. 콘택트 구조물은 반도체 제조 프로세스에서 사용된 최신의 소형화 기술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다수의 

콘택터를 작은 간격으로 정렬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다수의 반도체 디바이스를 동시에 테스트하는데 적합하다. 본 

발명의 콘택트 구조물은 또한 IC 리드, IC 패키징 및 기타 전기접속부를 포함한 보다 일반적인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

다.

다수의 콘택터를 수공처리하지 않는 마이크로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기판에 동시에 제작하기 때문에, 콘택트 성능에 

있어서 품질의 균일성, 높은 신뢰성 및 긴 수명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콘택터를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와 동일한 재료로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의 온도 팽창계수를 보상할 수 있으므로 위치상 에러를 피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만을 예시하고 설명했지만, 본 발명의 사상과 범주 및 첨부된 특허청구범위 내에서는

전술한 기술적 사상에 여러 가지 변형과 수정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콘택트 구조물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테스트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매우 높은 주파수 대역폭을 

갖는다. 콘택트 구조물은 반도체 제조 프로세스에서 사용된 최신 소형화 기술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다수의 콘택

터를 작은 간격으로 정렬시킬 수 있으므로 다수의 반도체 디바이스를 동시에 테스트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다수의 콘

택터를 수공처리하지 않는 마이크로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기판에 동시에 제작하기 때문에, 콘택트 성능에 있어서 품

질의 균일성, 높은 신뢰성 및 긴 수명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콘택터를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와 동일한 재료로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의 온도 팽창계수를 보상할 수 있으므로 위치상 에러를 피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콘택트 타겟(contact target)과의 전기접속을 이루기 위한 콘택트 구조물에 있어서,

복수개의 콘택터 — 상기 콘택터 각각은, 콘택트 타겟에 대하여 대각선 방향이고, 상기 콘택터의 첨단부(tip)가 상기 

콘택트 타겟에 대해 프레싱될 때 탄성력을 나타내는 콘택트 빔(contact beam)을 가지며, 상기 콘택터 각각은,

상기 콘택터를 상기 대각선 방향으로 실장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경사진 부분을 갖는 실리콘 베이스와,

상기 콘택트 빔을 서로 전기적 절연시키기 위하여, 실리콘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실리콘 베이스 상에 일체로 형성되어

상기 실리콘 베이스로부터 연장된 절연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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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절연층 상에 적층되어 상기 절연층과 함께 상기 콘택트 빔을 형성하는 도전성 재료로 이루어진 도전층을 포함함

— ;

상기 복수의 콘택터를 실장하기 위한 콘택트 기판 -상기 콘택트 기판은 그 상부에 상기 실리콘 베이스를 상기 대각선

방향이 설정되도록 접착시키기 위한 평활면을 가짐- ;

상기 복수개의 콘택터를 상기 콘택트 기판의 상기 평활면에 접착시키기 위한 접착제 ; 및

외부 콤포넌트와의 전기적 통신을 위한 신호 통로를 설정하기 위해 상기 콘택트 기판 상에 제공되어 상기 콘택터에 

각각 접속되는 복수개의 트레이스(trace)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 구조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제는 열 경화성 접착제 또는 UV(자외선) 경화성 접착제로서, 상기 복수개의 콘택터의 양측면에 도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 구조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제는, 상기 복수개의 콘택터의 양측면과, 상기 콘택트 기판의 평활면과 상기 콘택터 각각의 실리콘 베이스에

의해 형성된 전후방 모서리에 도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 구조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제는, 상기 복수개의 콘택터의 양측면과, 상기 콘택트 기판의 평활면과 상기 콘택터 각각의 실리콘 베이스에

의해 형성된 전후방 모서리와, 상기 콘택터 각각의 저면에 도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 구조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트 기판 상에 제공되며 상기 복수개의 콘택트 트레이스에 접속되어, 상기 콘택트 기판의 상면과 저면 사이

에 전기적 통신을 설정하기 위한 복수개의 비아 홀(via hole)과,

상기 외부 콤포넌트로의 전기적 통신을 설정하기 위해 상기 복수개의 비아 홀에 접속된 복수개의 전극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 구조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트 기판은 실리콘 기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 구조물.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베이스와 상기 절연층 사이의 붕소 도핑된 층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 구조물.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층은 도전성 금속으로 이루어지며, 도금 공정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 구조물.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층은 실리콘 디옥사이드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 구조물.

청구항 10.
콘택트 타겟과의 전기적 통신을 설정하고, 상기 콘택트 타겟과 테스트 장비 사이를 인터페이싱(interfacing)하기 위한

콘택트 어셈블리(contact assembly)에 있어서,

콘택트 타겟에 대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콘택트 기판 상에 접착제에 의해 실장되어 있는 복수개의 콘택터를 구비한 콘

택트 구조물 — 상기 콘택터 각각은, 상기 콘택터의 첨단부가 콘택트 타겟에 대해 프레싱될 때 탄성력을 나타내는 콘

택트 빔을 가지며, 상기 콘택터의 상기 대각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경사진 부분을 갖는 실리콘 베이스

와, 상기 콘택트 빔을 서로 전기적 절연시키기 위하여 실리콘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실리콘 베이스 상에 일체로 형성

되어 상기 실리콘 베이스로부터 연장되는 절연층과, 상기 절연층 상에 적층되어 상기 절연층과 함께 상기 콘택트 빔을

형성하는 도전성 재료로 이루어진 도전층과, 콘택트 기판 상에 제공되며, 상기 콘택터에 각각 접속되는 복수개의 전

극을 포함함 —;

상기 콘택트 구조물 상에 제공되며, 다수의 금속 와이어를 갖는 탄성 시트(elastic sheet)로 구성되고, 상기 금속 와이

어가 상기 탄성 시트의 수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상기 탄성 시트 내에 있는 도전성 엘라스토머 시트(elastomer she

et);

상기 도전성 엘라스토머 시트 상에 배치되며, 그 저면에서 상기 도전성 엘라스토머 시트를 통해 상기 콘택트 구조물

의 전극들과 전기적 통신을 설정하는 하부전극과, 그 상면에서 상호접속 트레이스를 통해 상기 하부전극에 접속되는 

상부전극을 구비하는 프로브 카드(probe card); 및

상기 프로브 카드 상에 배치되고, 상기 프로브 카드의 상기 상부전극에 대응하는 위치에 복수개의 탄성 콘택트 핀을 

구비하여 테스트 장비와 관련된 외부 콤포넌트와 상기 프로브 카드 사이에 전기적 통신을 설정하는 핀 블록(pin bloc

k)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 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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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트 빔은, 상기 콘택트 빔의 첨단부가 콘택트 타겟에 대해 프레싱될 때 접촉력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콘택트 

빔의 횡방향으로 탄성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 어셈블리.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트 구조물은 상기 전극 상에 상기 도전성 엘라스토머 시트와 접촉하기 위한 구형의 콘택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 어셈블리.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베이스와 상기 절연층 사이에 붕소 도핑된 층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 어셈블리.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층은 도전성 금속으로 이루어지며, 도금 공정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 어셈블리.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층은 실리콘 디옥사이드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 어셈블리.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제는 열 경화성 접착제 또는 UV(자외선) 경화성 접착제로서, 상기 복수개의 콘택터의 양측면에 도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 어셈블리.

청구항 17.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제는 상기 복수개의 콘택터의 양측면과, 상기 콘택트 기판의 평면과 상기 콘택터 각각의 실리콘 베이스에 

의해 형성된 전후방 모서리에 도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 어셈블리.

청구항 18.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제는 상기 복수개의 콘택터의 양측면과, 상기 콘택트 기판의 평면과 상기 콘택터 각각의 실리콘 베이스에 

의해 형성된 전후방 모서리와, 상기 콘택터 각각의 저면에 도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 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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